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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 는 생활체  참여  격 5 과 참여만족  운동지 사  계  규 하고  수행 었다.

연 상  여가 생활  목적 로 하는 생활체 참여  상 로 하 , 료 수집  편 본  사용하

 250  료  종 에는 233 가 사용 었다. 수집  료는 SPSS 21.0  용하여 빈도 , 상

계 , 다 회귀 , 계적 회귀  사용하여 하 다.  같  과정  걸쳐 얻  연 결과는 다 과 같

다. 첫째, 격 5  참여만족에 미치는 향  향  심리적, 휴식적, 사회적, 신체적 만족에 정적  향  

미쳤다. 개  휴식적 만족, 친화  사회적, 신체적 만족에 정적  향  미쳤 , 정 안정  환경적 만

족에 적  향  미쳤다. 째, 운동지 사에 향  미치는 격 5 과 참여만족  계적 에 는 향

, 친화  순 로 향  미쳤 , 참여만족  사회적, 휴식적, 신체적 만족 순 로 운동지 사에 각각 향  

미쳤다.

주제어 : 생활체  참여 , 격 5 , 운동지 사, 참여만족, 참여  격

Abstract  The study was to research relations among 5 characteristic-factors of participants in sport for all,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First, the implications of 5 characteristic-factors 

effect on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are as blow. Extrover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relaxation, social satisfaction and physical satisfaction. Open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of relaxation and affinity has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atisfaction and physical satisfaction. 

Emotional instability has a negative effect on environmental satisfacti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5 characteristic-factors effect on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is as follows. 

Characteristics-factors of participants have an effect on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in order of extroversion 

and affinity.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has an effect on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in the order of soc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relaxation and physic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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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21세기는 좌업식 생활양식에 따라 갖가지 생활습 병

에 인들은 늘 험에 노출이 되어있다. 이러한 험

을 인지한 인들은 그것에 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利器)에 지친

인들에게꼭 필요한 치료법이라 할수 있는 ‘운동’이 우

리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것에는

그 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못 할 것이다. 앞으로도 휴

식과 같은 정 인 힐링보다 몸을 움직이는 동 인 힐링

이 인들에게 더욱 매력 으로 다가 갈 것이며[1], 생

활체육에 참가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도 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교 지자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국민생활체육센터 확충 같

은 ‘생활 공감형 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2]. 이러한 정책의 시류에 편승하여 1986년 국민 체육

활동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재는 주 2～3회 참여하

는 인구가 34.9%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생활체육 선진

국이라 할 수있는 일부 유럽, 미주, 일본 등의 국가와 비

슷한 수 이다[3]. 생활체육 참가에 한 개인 인 필요

성, 국가의 정책 인 지원 등다양한 외부 요인은 정

인 방향으로 개 되고 있다.

외부가 아닌 개인 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이 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 지어지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성

격이라 하며 사람의 행동 양식을 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rich는 성격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결정

한다고 했으며, 개인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

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고 했다[4]. 인간의 행동은 우연 이고 측이 불가능한

것처럼여겨지지만사실 일정한패턴을 가지고 있다[5, 6,

7]. 따라서행동패턴의묶음이라할 수있는 성격을 악

한다는 것은 개인을 이해함이고 개인의 성향을 측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일반심리학에서는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구한 시간동안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에 성격 분

류의 한 틀로서 자리 잡은에니어그램, 성격을 16가지 유

형으로 제시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있다[8,9]. 하지만 다양한 성격특성 분류에도 가장 효율

이고 체계 이라 할 수 있는 성격 분류는 성격 5요인 이

론이 주목 받고 있다[10]. 이 성격 5요인은 정서불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분 되어 있다[11,

12]. 이러한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성격 5요인은 조직 내

개인의 일치도, 기업종사원과 기업의 계, 교사와 학생

의 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13, 8, 14,

10]. 이것으로 보아 성격 5요인 구조는 개인의 특성을

측하는데 매우 타당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외부 인 환경은 정 으로 변한

것임에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생활체육 참가자개인

인 특성에 한 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 까지 생활

체육 참가자들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동기, 환경, 독,

자기효능감 등 피상 으로 드러난 심리요인으로 제한

인 면에서 이루어졌다[15, 16, 17, 18]. 한 성과 연령 같

은 무 범 한 범주 아래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있

다[19, 20]. 이외에도생활체육참여자들을 상으로이

졌던 선행연구 부분은 참가자 개인의 독특한 면면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한 성격에 한 연구는 일

부 연구자에 의해서 요하게 다루어지기는 하 으나 엘

리트 선수를 상으로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의 성격 특

성을 구분짓는 정도에 불과하 다[21]. 일반인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자와 비 참여자간에

정서 차이를 규명한 연구, 성격이 여가행동 측에

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 생활체육 참여자의 성격과 기본

심리욕구와 운동결과 기 측성을 규명한 연구가 있기

는 하 으나 변하는 인들의 특성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22,23,24].

앞서 성격은 개인의 특징 인 행동, 사고 패턴으로서

그 사람의 행동을 측할 수 있다고 하 다. 즉 참여자

성격에 따라 만족하는 요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하지만 참여자의 성격과 생활체육 참여만족에 한

연구는 무한 것으로 단된다. 참여만족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외생변인으로 지도자 리더십, 서비스

품질, 환경요인, 참여동기, 참여정도 등으로 국한되어 있

었다[25,26,27]. 삶의 만족, 직무만족, 공만족도 등과 성

격과의 계를 지은 일반심리학 연구결과를 토 로 단

하여 보면 성격은 개인 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요한

인자이기에 체육학 분야에서도 연구 당 성이 있다고 사

료된다[28,29,30].

한편, 다양한 변인들 간의 계 분석으로 운동지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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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한 연구는 여러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운동

지속은 도탈락과 치되는 개념이다. 도탈락에 한

연구 운동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도탈락을 한다고

보고한 Berger, Pargman, Winberg의 결과는 조 더 다

양한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지속의사 원인규명을 필요

로 하는 반증이다[31]. 운동지속은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참가자들의 심리에 내재돼 가는 속성이다

[32]. 이에 성격과 계되어진 참여만족에 따라 운동지속

의사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체육 참

가자들은 각자만의 특수한 만족감을 얻고자운동에 참여

하고 그 만족요인에 따라 운동에 한 지속의사결정이

다르다고 단되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간의 다양한 성격의 명확한 범주화를 통하여 성격

에 따라 나타나는 참여만족을 분석하고참가자들의 운동

지속의사 결정에 향을 미치는 참여만족요인은 무엇인

지를 밝 운동지속을 연장 시키고생활체육지도자와 상

업스포츠 계자들에게 정 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

격은 참여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운동지

속의사에 미치는 성격 5요인의 계 순서는 어떠한가?

셋째,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참여만족의 계 순서는

어떠한가?

2. 연  

2.1 연 상

이연구의 조사 상은서울, 경기지역종합스포츠 센

터, 단일종목 문 체육 등에서 재 생활체육에 참가

하고 있는 참가자를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은 2015

년 7월 에서 8월 까지 1개월에 걸쳐 직 지역을 방문

하여 센터 체육 담당자에게 수집 허락을 득한 후에

설문지 응답에 응한 상자만을 상으로 자기평가기입

법으로 실시되었다. 실시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 하 으

며 총 250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표본 250부 불성실

하게응답이된 표본 17부는 자료 분석에 제외되어서 233

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Characteristic Division Case number Ratio(%)

Gender
Male 127 54.5

Female 106 45.5

Age

20's 67 28.8

30's 50 21.5

40's 67 28.8

50's 48 20.6

60's 1 .4

Level of

education

(Graduate)

Middle School 12 5.2

High school 79 33.9

Junior College 36 15.5

University 86 36.9

Graduate school 20 8.6

Income

(More than -

Less than)

Unit :

Million Won

2M of Less 54 23.2

2M - 3M 54 23.2

3M - 4M 47 20.2

4M - 5M 56 24.0

More than 5M 22 9.4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2.2 조사도

성격 5요인 측정도구는 Costa와 McCrae가 개발한

NEO-PI-R 검사의한국 도구를민병모가조직과개인

성격과의 계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12,33,8]. 성격 5요인 설문지는 정서 불안정성, 외향

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등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매

우 그 다’(5 ), ‘ 아니다’(1 ),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참여만족의 측정도구는 Beard와 Ragheb가

참여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해 만든 LSS(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김종길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34,35]. 참여만족의 측정도구는 심리 , 휴식

, 환경 , 사회 , 교육 , 신체 만족 6개 요인으로구

성되었으며,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다’(5 ), ‘ 아니다’(1 ),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운동지속의사 측정도구는 Corbin과 Lindsey에 의하여

개발된운동지속수행검사지(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

EAQ)를 오수학, 송윤경, 김 정, 허미향. 조정환 등이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36,55]. 운동지속

의사 측정도구는 경향성(7문항), 가능성(4문항), 강화성(4

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그

다’(5 ), ‘ 아니다’(1 ),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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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도  타당도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체계

오차 검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조

사도구이다. 하지만 비체계 오차 발생이 우려되기에

탐색 요인분석과 내 일 성 지수(Cronbach α) 검사

를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 방식(Varimax)을 채택

하 다. 요인과 문항의 선정기 은 고유값(Eigen Value)

은 1.0이상, 요인 재값은 4.0 이상을 기 으로 하 다.

그결과성격 5요인을 측정 도구는성실성 5번, 개방성

5번 등 2문항이 요인 재값(Factor Roading)에 문제

을 나타내어 삭제되었다. 참여만족은 하 요인인 교육

만족에 요인 재값에 문제를 나타내어 5요인 20문항을

사용하 다. 한 운동지속의사 도구는 요인 재값에

문제를보인 가능성요인을 삭제하고 2요인(경향성, 강화

성), 7문항으로 구성하 다. 신뢰도 검사에서는 성격 5요

인이 .729～.876, 참여만족이 .824～.921, 운동지속의사가

.638～.827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다

음과같이처리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특성을 악

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검사를 실시하 다. 셋째, 변인간의 상

계와 회귀분석에서 다 공선성 여부를 단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성격 5요인이 참여만족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성격과 참여만족의

우선순 를 알아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각 변 간  상 계 

변수 간 다 공선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귀식에 심

각한 오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생활체육

참여자 성격 5요인과, 참여만족, 운동지속의사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인간의 상 계

가 0.9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37].

3.2 격 5 과 참여만족  계

<Table 3>은 성격 5요인과 참여만족의 계를 알아

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한결과이다. 먼 성격 5요

인은 심리 만족에 12%, 휴식 만족 13.3%, 환경 만

족 7.8%, 사회 만족 12%, 신체 만족은 14.9%의 설명

력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리고 참여만족에 성격 5요인이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심리 만족에는 외향성(β

=.199, t=3.083﹡﹡), 휴식 만족에는외향성(β=.152, t=2.375﹡),

개방성(β=.203, t=2.586﹡﹡), 사회 만족에는 외향성(β

=.240, t=3.708﹡﹡﹡), 친화성(β=.227, t=3.285﹡﹡), 신체 만족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134﹡ 1

3 -.097 .222﹡﹡ 1

4 -.233﹡﹡ .063 .394﹡﹡ 1

5 -.109 .103 .533﹡﹡ .264﹡﹡ 1

6 -.094 .243﹡﹡ .234﹡﹡ .242﹡﹡ .198﹡﹡ 1

7 -.087 .365﹡﹡ .240﹡﹡ .251﹡﹡ .176﹡﹡ .467﹡﹡ 1

8 -.038 .241﹡﹡ .262﹡﹡ .194﹡﹡ .202﹡﹡ .539﹡﹡ .338﹡﹡ 1

9 -.054 .207﹡﹡ .312﹡﹡ .226﹡﹡ .208﹡﹡ .598﹡﹡ .313﹡﹡ .718﹡﹡ 1

10 -.147﹡ .132﹡ .223﹡﹡ .135﹡ .143﹡ .336﹡﹡ .331﹡﹡ .518﹡﹡ .418﹡﹡ 1

11 -.106 .246﹡﹡ .173﹡﹡ .270﹡﹡ .113 .475﹡﹡ .405﹡﹡ .495﹡﹡ .407﹡﹡ .425﹡﹡ 1

12 -.027 .267﹡﹡ .210﹡﹡ .278﹡﹡ .188﹡﹡ .478﹡﹡ .398﹡﹡ .542﹡﹡ .520﹡﹡ .425﹡﹡ .379﹡﹡ 1

﹡p<.05, ﹡﹡p<.01 1.Emotional Instability 2, Extraversion 3.Openness 4.Affinity 5.Sincerity 6.Tendency 7.Strength 8.Psychological S

9.S of Relaxation 10.Environmental S 11.Social S 12.Physical S

<Table 2> Correlations among 5 Characteristic-Factors,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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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외향성(β=.239, t=3.751﹡﹡﹡), 친화성(β=.233, t=3.419﹡﹡﹡)

이 정 인 향을 미쳤으며, 환경 만족에는 정서불안

정성(β=-.137, t=-2.068﹡)이부 으로, 개방성(β=.162, t=2.008﹡)

이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귀

모형의 F값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잔차의 상

계로 회귀모형 합도를 알아보는 Durbin-Watson

지수도 1이나 4에가깝지않고 2에 가까운것으로나타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sychological

Satisfaction

Variables B β t
EmotionalIns

tability
-.016 -.020 -.301

Extraversion .213 .199 3.083﹡﹡
Openness .135 .131 1.662
Affinity .114 .103 1.485
Sincerity .079 .082 1.114

R=.346, R²=.120, F=6.181﹡﹡﹡

Durbin-Watson=1.795

Satisfaction

of

Relaxation

Variables B β t
Emotional

Instability
-.018 -.022 -.345

Extraversion .159 .152 2.375﹡

Openness .204 .203
2.586

﹡﹡
Affinity .127 .118 1.713
Sincerity .047 .050 .685

R=.365, R²=.133, F=6.973﹡﹡﹡

Durbin-Watson=1.855

Social

Satisfaction

Variables B β t
Emotional

Instability
-.081 -.084 -1.297

Extraversion .294 .240 3.708﹡﹡﹡
Openness .016 .013 .170

Affinity .287 .227 3.285﹡﹡
Sincerity .011 .010 .136

R=.346, R²=.120, F=6.181﹡﹡﹡

Durbin-Watson=1.795

Environmen

tal

Satisfaction

Variables B β t

Emotional

Instability
-.126 -.137 -2.068﹡

Extraversion .129 .110 1.659
Openness .183 .162 2.008﹡
Affinity .031 .026 .359

Sincerity .025 .024 .315
R=.279, R²=.078, F=3.825﹡﹡

Durbin-Watson=1.817

Physical

Satisfaction

Variables B β t
Emotional

Instability
.005 .007 .108

Extraversion .217 .239
3.751

﹡﹡﹡
Openness .013 .015 .195
Affinity .219 .233 3.419﹡﹡﹡
Sincerity .077 .095 1.305

R=.387 R²=.149, F=7.977﹡﹡﹡

Durbin-Watson=1.836
﹡p<.05, ﹡﹡p<.01, ﹡﹡﹡p<.001

<Table 3> Regression between 5 Characteristic- 

Factors and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3.3 격 5 과 운동지 사  계적 계

<Table 4>은 성격 5요인이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향에 있어 그 계 순서를 알아보기 해 계 회

귀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그결과외향성(β=.244, t=3.903﹡﹡﹡),

친화성(β=.182, t=2.717﹡﹡﹡)의 계 순서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불안정성, 성실성

은 계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Model

Non-Standa

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robability

SE β

1
Emotional

Instability
.043 -.104 -1.590 .113

2

Emotional

Instability
.041 -.146 -2.316 .021

Extraversion .053 .304 4.809 .000

3

Emotional

Instability
.041 -.112 -1.799 .073

Extraversion .053 .245 3.852 .000

Openness .051 .238 3.760 .000

4

Emotional

Instability
.041 -.076 -1.220 .224

Extraversion .052 .244 3.901 .000

Openness .054 .168 2.497 .013

Affinity .057 .186 2.775 .006

5

Emotional

Instability
.041 -.073 -1.166 .245

Extraversion .052 .244 3.903 .000

Openness .061 .136 1.787 .075

Affinity .057 .182 2.717 .007

Sincerity .053 .064 .897 .370

p<.05, ﹡﹡p<.01, ﹡﹡﹡p<.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between 5 

Characteristic-Factors and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3.4 참여만족과 운동지 사  계적 계

<Table 5>은 참여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향에 있어 계 순서를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사회 (β=.285, t=4.803﹡﹡﹡),

휴식 (β=.243 t=3.286﹡﹡﹡), 신체 (β=.232, t=3.689﹡﹡﹡) 순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 , 환경 요

인은 계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그

리고 모형 설명력은 43.8%, F=35.198﹡﹡﹡, Durbin-Watson

지수는 2.026으로 나타나 1 이나 4에가깝지 않기 때문에

문안한 연구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37], 계 회귀모

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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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robability

SE β

1 Psychological .052 .514 9.090 .000

2
Psychological .072 .267 3.422 .001

Relaxation .073 .344 4.405 .000

3

Psychological .075 .202 2.452 .015

Relaxation .073 .329 4.242 .000

Environmental .053 .146 2.300 .022

4

Psychological .074 .105 1.301 .195

Relaxation .070 .303 4.102 .000

Environmental .052 .077 1.249 .213

social .048 .306 5.044 .000

5

Psychological .073 .050 .628 .530

Relaxation .069 .243 3.286 .001

Environmental .051 .042 .685 .494

Social .047 .285 4.803 .000

Physical .068 .232 3.689 .000

R=.662 R²=.438, F=35.198﹡﹡﹡

Durbin-Watson=2.026

﹡p<.05, ﹡﹡p<.01, ﹡﹡﹡p<.0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between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4. 논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성격이 참여만족에 미치는 향

과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성격과

참여만족에는 어떠한 계 계가 있는지를살펴본 결

과 성격에 따라 참여만족에 일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과 참여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미

치는 향도 유의한 계 차이를 보 다.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이루어진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성격이 참여만족에미치는

향에 있어서는 심리 만족은 외향성이정 인 향을

미쳤으며 휴식 만족에는 외향성과 개방성, 사회 만

족에는 외향성과 친화성이 각각 정 인 향을 미쳤고

환경 만족에는 정서불안정성이 부 인 향, 개방성이

정 인 향을 미쳤다. 가장 특징 인 것은 외향성으로

분류된 참가자들이 거의 모든 참여만족의 심리 , 휴식

, 사회 , 신체 만족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서불안정성은 유일하게 환경 만족

요인에 부 인 향을 미쳤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

타났다.

Costa & McCrae은 외향성 유형의 성격은 삶의 만족

도에 있어서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는데 반

인 삶의 만족도에 정 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외향성

은 운동참여만족에도 두루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외향성 성격 참

여자에게 다양한 로그램으로 근을 하여서 참여자의

만족감을 확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되는 부분

이다. 한 사회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만

족감을 가진다는 사회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생활체육지도자를 비롯한 생활체육 계자

들이 참여자들 간의 유 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다양한 교류와 계를 이어간다면 생활체육참가자

들의 만족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비록 설명력은 약하게 나타났으나 정서불안정성 성격

은 환경 만족에 부 인 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운동

환경 인 부분에 만족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정서불안정

성 참여자들에게는 잘 정돈된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결과이다.

참여만족 내지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밝힌 정찬수, 한 걸,

정찬수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38,39]. 한, 개인의 정서, 참여 동기 등은 성격

에 향을받는다[40, 41]. 이 게 성격에 향을 받은 정

서, 참여 동기 등이 참여만족요인에 향을 미친다고 여

러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본 연구 결과는 지지된다

[42,43,44].

둘째, 운동지속의사에 향을 미치는 성격, 참여만족

의 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격은 외향성, 친화성이

유의한 계 차이를 나타냈으며 참여만족은 사회 ,

휴식 , 신체 만족 순으로 유의한 계 차이를 나타

냈다. 우선 성격에 따른 계 차이는 모험심이 많고 활

동성이 강한 외향 성격이 운동지속의사를 확고히 가지

고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Diner와 Emmon가 외향 인 성격이 여가 활동

참여의사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 있다는 연구에 의해 지

지되며[45], 여가 활동의사를 측할 수 있는 측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에 의해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46,47]. 여성 유방암 환자를 상으

로 실시된 Rhodes, Courneya, & Bobick의 연구에 의하

면 외향 성격이 운동 실천 패턴이 더욱 일정하다고 하

는데이 한본 연구가 지지받는다고 할 수있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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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8]. 인간의 고유 사고, 행동 패턴인 성격은 운동

지속의사까지 상할 수 있다는 과거 선행 연구들을 재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며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연구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참여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계 차

이는 사회 만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

간은 건강한 사회 유 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동인(動因)이 운동지속에 강한 향을 미친 것으로 단

된다. 건강한 사회 유 계는 사회 지지로서의 의

미도 가지는데 이 사회 지지가스트 스를 감소시키며

소진 상에도 정 인 의미를 가진다고 다양한 선행연

구를 통해 악할 수 있다[49,50]. 한 사회 유 계

가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일반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에

잘 부합된다고 한 한수련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특정 개별 종목에 한 연구이지만장승원은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교능력, 응성,

활동성으로 표 되는 사회 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직

으로 연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다양한 선행 연구를 찾아 볼 수 있

다[51,52,53,54].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체육참가자들은 사회 지지와

유 를 느끼고 만족함으로서 운동지속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서 신체 만족

보다 사회 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더 강하게 향을

미치는 것은[56] 생활체육지도자나 계자들이 더욱 주

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참여

자들의 신체 건강과 함께 사회 건강도 유념하여

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연구 결과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생활체육참가자의 성격 5요인에 따라 참여

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성격요인과 참여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어떠한 계 차이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외향성은 심리 만족(β=.199, t=3.083﹡﹡), 휴식 만

족(β=.152, t=2.375﹡), 사회 만족(β=.240, t=3.708﹡﹡﹡), 신체

만족(β=.239, t=3.751﹡﹡﹡), 개방성은 휴식 만족(β

=.203, t=2.586﹡﹡), 친화성은 사회 만족(β=.227, t=3.285﹡﹡),

신체 만족(β=.233, t=3.419﹡﹡﹡), 정서불안정성은 환경

만족(β=-.137, t=-2.068﹡) 요인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은운동지속의사에외향성(β

=.244, t=3.903﹡﹡﹡), 친화성(β=.182, t=2.717﹡﹡﹡)의 순으로 유

의한 계 순서를 가졌으며, 참여만족은 사회 (β

=.285, t=4.803﹡﹡﹡), 휴식 (β=.243 t=3.286﹡﹡﹡), 신체 만족

(β=.232, t=3.689﹡﹡﹡) 요인 순으로 유의한 계 순서를가

졌다.

인간의 행동은 본인의 성격 특성과 매우 련이 깊

다. 본 연구의 결과 한 그러함을입증하는 결과이다. 생

활체육지도자나 계자들은 우선 참여자의 성격 특성

부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격에 따라 생활체

육의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이 각각 상이함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에 참

여하는 다양한 상을 다양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이다[57]. 하지만 연구

상의 제한 인 한계 으로 인해 깊은 사고의 과정이 필

요한 성격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다양한 연

구방법론 모색을 통해 개인의 심도 깊은 성격을 바탕

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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